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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면을 통한 운동 학습 후 수상돌기 가시의 형성 증가

Ø 수면이 학습과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

New York University의 Guang Yang 박사 팀이 연구

를 진행

Ø 이광자 현미경 (two-photon microscope)으로 확인

결과 마우스의 대뇌 운동 피질에서 운동 기억은 6~24

시간 동안 후시냅스의 수상돌기의 가시(dendritic

spines)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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Ø 새로 형성되는 수상돌기의 가시는 운동 학습 후 수면 지속되는

동안 형성됨을 밝힘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확인

- 운동 학습 후에 일어나는 수상가시의 형성

- 운동 학습 후, 수면 상태에서 증

가한 수상가시의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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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뇌 부피 감소와 연관된 정신병 약물

Ø 핀란드 University of Oulu와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과학자들의 연구로 정신분열증

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저하지는 않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은 뇌 부피 감소가 정신병 약물과

연관되어 있을 확인

Ø 연구팀은 정신병 약물 복용으로 인한 뇌의 부피감소가 인지기능이나 뇌의 다른 증상에 영향을

줄 수 있는지는 9년 이상 추적 조사하였지만 다행히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음

Ø 이번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뇌의 부티 감소 진행을 비교하였고, 정

신분열증 환자들의 뇌의 퇴화가 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, 이런 증상의 진행에

정신병 약물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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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'7대바이오강국' 어떻게…

Ø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도약’이라는 비전에 대한 일선 현장의 분

위기가 신통치 않음. 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

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‘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

전략’의 일환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음.

Ø 바이오시밀러·줄기세포·유전체 치료제 산업을 앞세워 2020년에 세계 7

위권 바이오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“알맹

이가 빠졌다”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

Ø 출처 : 한국경제

1. 미래부, 출연연여성인력신규채용비율확대

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(출연연)의 여성 과학기술인력 신규

채용비율을 2016년까지 26% 수준으로 늘리고, 여성 직급별 승진목표제

를 도입하기로 함.

Ø 더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 직급별 승진

목표제를 도입, 향후 3년간 선임급과 책임급에 대한 여성 승진비율 목표

를 각각 20%와 10%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

할 계획임

Ø 출처 :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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